
아래 주의사항을 읽으신 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십시오.
연락이 없을 경우에는 주의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■ 안내해 드리는 장소는 관내 상황, 참가 인원에 따라 변경됩니다.또한 당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3루 더그아웃 앞 필드에서 연습 견학+사진 촬영

※체험으로만 구성된 코스입니다. 야구 관련 각 룸에 대한 안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

■ 9회초 종료까지 지정된 장소로 모여주셔야 하기 때문에 시합을 끝까지 관람하실 수 없습니다.

■ 당일 접수 장소:후쿠오카 PayPay 돔 7-8 게이트 사이 종합안내소

■ 8회 말 종료까지 접수를 완료해 주십시오.
※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접수 시간은 매우 혼잡하므로 서둘러 와주시기 바랍니다.

■ 접수 시 집합 장소를 알려 드립니다.
※ 9회 초 종료까지 집합 장소로 와 주십시오. (집합 시간에 늦으신 경우에는 참가하실 수 없습니다)

■ 투어 시작 시간은 시합 상황에 따라 늦어질 수 있습니다. 또한 연장전으로 이어질

경우에는 집합 장소로 오신 후 투어 시작까지 시간이 비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■ 돔 내부에서의 흡연, 음식물, 볼, 배트 등은 반입이 불가능합니다. ※ 글러브와 볼은 대여해 드립니다.
■ 선수가 연습 중일 때는 돔 안에서 플래시를 터뜨려 촬영하는 등 연습에 방해가 되는 행위는 삼가십시오.

■ 참가 인원이 대폭 늘어난 경우 접수를 해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
■ 【예약 후 취소 및 변경 등에 관하여】

※ 각 마감일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.
□ 우) 810-8660    후쿠오카시 주오구 지교하마 2-2-2 후쿠오카 PayPay 돔 내

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호크스 주식회사　　후쿠오카 PayPay 돔 투어 예약 담당 앞

■ 스니커 및 바지 등 움직이기 편한 복장으로 참가 바랍니다.끝이 뾰족한 신발은 필드 내부로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.
■ 필드 내부에는 지정된 곳에서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.
■ 투어 진행 중, 돔 내부의 화장실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. 사전에 이용을 마치신 후 모여 주십시오.

휠체어를 이용하시는 고객 전용 화장실은 8게이트 맞은편에 있습니다.
■ 투어 진행 중에는 도중에 나가거나 개별 행동은 삼가 바랍니다.

※ 돔 내부로 입장하신 승무원, 카메라맨 등 또한 고객과 개별 행동은 불가능합니다.
■ 투어 중 다치셨을 경우 응급 처치는 해드리오나 부상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.

보행 시 바닥 주변 및 타구 방향 등에는 충분히 주의해 주십시오.
■ 연습 중에 스탠드로 들어온 볼은 전부 회수합니다.
■ 투어 진행 중에는 장내 비품과 문을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.
《아래에 해당되는 분은 참가하실 수 없습니다》
ー음주하신 분
ー하이힐 및 스파이크 등 끝이 뾰족한 신발을 착용하신 분
■ 투어 참가 중에는 고객 본인의 초상, 목소리가 촬영, 녹화될 수 있습니다.

※촬영, 녹화된 영상 및 음성에 관하여 회장 안팎에서의 상영, 인쇄물, TV 방송,
인터넷 송신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이벤트 중 또는 이벤트 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.
※촬영, 녹화된 영상 및 음성을 사용할 때는 다음의 목적으로 사용합니다.
（1）이벤트 연출

（2）이벤트 기록 작성

（3）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호크스(주) 및 소프트뱅크 그룹 회사의 기업 홍보 활동

（4）관계 기업 상품의 선전 홍보

（5）상품 판매·서비스 제공

■ 개인 정보 취급에 관하여
https://www.softbankhawks.co.jp/company/privacy.html

돔 투어<시합 종료 후 필드 체험 코스>

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　　주의 사항　　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

※위에 기재된 것 외에 큰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 회사에서 연락을 드립니다.

【변경 예시】

바우처 결제의 경우

참가일 2주 전까지

※위 기한 내로 쿠폰(원본)을 우편 송부


